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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이륜차사고

04_08. 직진차량과 회전(U-turn)차량간의 사고

이륜차
등과실

판결요지

사건번호

대로변 왼쪽에 있는 자기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의 픽업차량이
중앙선 넘어 좌회전 하다가 반대차선의 원고 직진 오토바이 충돌,
원고는 도로 우측의 방해물을 피하느라고 맞은편 차량의 좌회전 상
황 못봄. 원고과실 30%
차선 없는 노폭 14m의 주택신축지역 도로, 가해택시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여오는 오토바이 충격. 오토바이과실 20%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원고는 면허 없이 오토바
이 운전하여 앞서가는 버스 뒤따라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30%

20%

10%

승용차와 충돌. 원고과실 10%
편도3차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개인택시가 좌회전 중
직진오토바이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로로 진행하고 전방주시

20%

를 태만히 한 과실 20%
야간, 차량이 정체되자 돌아가기 위해 중앙선 넘어 유턴하다 마주오
던 원고운전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는 전조등, 미등 안켠 상태,

20%

원고과실 20%
오후(15:10)에 농가지대인 편도1차선 도로를 덤프트럭이 50kn로 주

서울고법
86나2074
서울고법
88나5947
서울고법
88나4784
서울고법
89나48439
서울고법
90나37503

행하다가 황색실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하다가 대향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고지점이 좌회전커브길로서 반대차선의 차량상태를 살

5%

대구지법
92가합15042

필 수 없는 곳으로 전방주시 및 서행하지 않고 음주한 채 중앙선에
근접 주행한 사실에 근거 5%의 과실을 인전한 사안
오전(11:50)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상가지대로 2줄의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4차선중 1차선도로로 주행하다가(10km) 좌측에
나 있는 길로 좌회전하던 중 대향 편도3차선의 2차선도로로 진행하
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2줄 황색실선의

서울지법
10%

중앙선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곳이므로 대향방향에서 차량이

남부지원
93가단47879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2
차선으로 주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에 편도1차선 국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진행우측 마을입구로
가 있고 좌측에 가두판매점이 있는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좌측 가
두판매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15%

수원지법
93나7157

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사고지점 직전이 오르막길로서 전방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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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서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
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9:40)에 마을 앞 왕복차선(노폭6m)의 편도1차선 국도를 주행
하던(60km) 차량과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왼쪽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고자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경우에, 사고지점이 좌ㆍ우
로 마을입구의 좁은 사거리 교차로이나 황색중앙선이 그어져 그 길
로 진입할 때에는 한참 지난 지점에서 U턴하여야 하며 평소 중앙선

서울지법
80%

을 넘어 진입해 온다는 것을 차량운전자가 알고도 아무런 주의없이

남부지원
93가단21822

동일 속도로 진행한 사실을 감안하면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저녁무
렵 전방주시가 어려웠음에도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중앙
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0:30)에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Y자형 사고도로의
왼쪽 갈래길에서 노폭 8.5m의 비교적 넓은 주택가 이면도로르 진행
함에 있어 그 도로를 우회전하지 않고 그 진행방향 맞은편으로 그대
로 직진하여 건물앞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
격한 경우에,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며 조명시설로 시야장애가 없고
화단벽에 바싹 붙여 주차 하였음으로, 비록 미등과 차폭등을 점등하

100%

부산고법
92나9036

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였다면 쉽게 피해 갈수었음
에도 민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100%의 과실
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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